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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가라이브 랜덤 채팅
로그인이 성공했습니다.
S: 헐.
래미: 그럼 뺏으면서
래미: 청혼했어요?
기쿠: 뺏지도 않았어요.
래미: 잘기억안난다 ㅠ
기쿠: 샷건 메리지 기쿠지요.
래미: 아...
래미: 메리카노....
S: 아니 그건 도대체 뭐에요?
S: 샷건 메리지 기쿠지 라니. 그건 또 뭐에요
기쿠: 그런게 있어요.
래미: 근데움
래미: 전 나가볼게요
기쿠: 음?
래미: 에헤헤헤
S: 왜 다 나가지............
S: 안나가셔도 되요.
래미: 그짓말!!
래미: 그럼씻구올게요
S: ...............
래미: 뿅
S: 그래서.기쿠님은 언제 주무실건데요
S: .
기쿠: 스는 언제 주무실건데요.
S: 자야지요 이제?
S: 안주무실거에요?
S: 전 티비좀 보다 잘듯 싶어요
기쿠: 저는 잠 다 잔것 같은데.
S: 아니 왜요.술 마셨잖아요
기쿠: 그냥 또 멍해있지요.
기쿠: 차였으니 옥상에 올라가서 와인이나 마저 마실까...
S: 음?
S: 누가 차였어요?
S: 누구한테?
기쿠: 려한, 저 차였어요.
기쿠: 하하하.
려한: 에에?
려한: ..
S: 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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려한: 괜찮아요
려한: 열번만 더 찍어요
S: 머지....
기쿠: 음, 알겠어요.
려한: 기쿠는 여러모로 훈남이니까 여러번 찍으면 넘어올거에요
기쿠: 스, 좋아해요.
기쿠: 스, 좋아해요.
기쿠: 스, 좋아해요.
S: -_-;;;;;;
기쿠: 스, 좋아해요.
S: 워매 그만;
기쿠: 도배 방지네요.
기쿠: 아하하하.
S: ............저..저분 취한게 확실해.
기쿠: 취하지 않았는데 말이죠.
S: 취하지 않고서야..어떻게 저래.
려한: 안녕하세요 피피
S: 오랜만 이에요 피피님
Pp.: 네 안녕하세요
기쿠: 음...
-> Pp.:  재밌죠?
기쿠: 여섯번 남았다.
려한: 기쿠님
여행중..: 하이 ㅋ
려한: 하루에 한번씩
려한: 열흘 찍어보세요
려한: 오늘 찍은건 한번이라니까요
기쿠: 그럴까요.
S: 킁...
려한: 기쿠같은 매력적인 남자한테 찍혀서는 
려한: 진심이라는데 거절할 여자 없어요!
려한: 자 열번이 안되면 백번인겁니다!
기쿠: 하지만 저 분, 계속 차는걸요.
S: ............
려한: 밀당인가요?!
S: 나 나쁜여자 만들고 있어!!
려한: 풉
S: 에잇 나쁜 기쿠 같으니라구
기쿠: 그래도 좋아하니까요. 음.
S: 장난치시면... 초콜렛 먹일거에요!
기쿠: 장난아니면?
알로에: 헤헤
알로에: 이방 제목은항상
알로에: 시적임
알로에: ,,
-> 알로에:  쉿!
-> 알로에:  지금 결정적이라구요!
기쿠: 음...
기쿠: 알로에님, 뭔가 타이밍을 잘못 잡으셨네요.
기쿠: 하하하하.
-> 기쿠:  힘내라! 힘내라!
-> 기쿠:  아잣!
알로에: ...................
알로에: ㅈㅅ
-> 알로에:  저런건 귓말로!
기쿠: 아무튼, 장난 아니면?
S: 아..왜이리 심각해졌지;;;;;;;;;;
S: 워워;;;
기쿠: 저봐, 또 차였어... 하하하하.
려한: 으음.. 저도 제 거짓말이 대쉬한거
S: -ㅡ-;
려한: 일주일 거절했으니까
려한: 한달쯤 하면 될거에요
기쿠: 하아...
S: 아..이상황을. 어떻게 어떻게 봐야하지;;;
S: 머지 이상황.
S: 몰카인가!
기쿠: (어이, 이봐요.)
려한: 몰카 아닌걸요;;
S: 아..왜이리 웃음만 나오지;
S: 아.웃음 안되는데.미안요.
기쿠: 아... 역시. 하하하.
S: 아니 왜요!
S: 나아무말도 안했어요!
기쿠: 상처받아버렸어... 으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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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: 아니 왜??????????????????????!!!!!!!!!!!!!!!!
기쿠: 차였으니까요... 흑.
S: 으윽..
려한: 그리고 정적
S: ....
S: 아 지금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라.
려한: 기쿠님 정말 상처 받은듯
S: 멍.하네요
기쿠: 완전 상처...
기쿠: 하아...
기쿠: 형에게 겨우 찾은 사람인데 차였다고 엉엉 울어야지...
아냥: 음?
S: 저기요; 그러지 말게요;
아냥: 무엇일까 이 방은
-> 아냥:  심각하니까 조용해집시다
-> 아냥:  구경만 잘하고 가면 됩니다
기쿠: 아... 슬퍼라...
아냥: ㅡㅡ 귓말로 센척하지마 병신아
기쿠: 옥상에 가서 샴페인을 동내버려야지.
S: 나도 슬프거든요?????
S: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건지.
기쿠: 제가 좋아해서 슬픈가요.
S: 아니 !
기쿠: 정말 그렇게 상처줄건 없잖아요. 하아.
기쿠: 슬프다...
려한: 토닥토닥
S: 아니 이사람이! 왜 혼자;; 그래요!
기쿠: 아아- 눈물이 나라.
기쿠: 역시 내겐 술밖에 없구나...
S: 아니 술 먹지 말아요!
기쿠: 술먹고 옥상 구석에서 훌쩍여야지...
S: ...
기쿠: 하아...
기쿠: 만약 형이 기쿠가 안보이는데 어디 갔냐고 하면 실연여행갔다고 전해주세요.
S: 워매.....
 대화명 변경 - 기쿠 -> 기쿠실연
 대화명 변경 - 기쿠실연 -> 기쿠실연!
려한: ㅠㅠㅠㅠ
S: ;;;;;;;;;;;;;;;;;;;;;;;;;;;;;;
려한: 저분 저러다가 술 많이 마시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지도!
S: 워매!!!!
S: 왜..왜이래요 ㅜㅜ
S: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를 합시다!
기쿠실연!: 대화해요. 그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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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: 아.근데 저 지금 막 .어이없어서 웃음이 막 나와요
S: 비웃는건 아니에요
기쿠실연!: 비웃었어.
기쿠실연!: 아... 슬퍼라...
S: 비웃는건 아니에요!
S: 비웃음 아니에요
기쿠실연!: 한강의 물결은 차갑겠지.
S: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.
S: 갑자기 이야기 잘하다 ! 이게뭐야?. 
S: 당황스럽고 황당하잖아요
기쿠실연!: 원래 좋은 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법이에요.
S: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거에요
기쿠실연!: 어이가 없는 사람인가봐 난.
S: 아......워매.말꼬리 잡고 늘어진다.
기쿠실연!: 합정으로 쭈욱 걸어서 한강이 나온다면.
기쿠실연!: 포근한 어미바다의 품안에 뛰어들겠지.
S: 요단강을 그리도 건너고 싶으세요?.
기쿠실연!: 스가 좋아서 그러고 싶진 않네요.
기쿠실연!: 뭐, 차였지만.
S: 저 지금 너무 황당해요!
S: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....
S: 워매...
pi: ㅎroi
S: 네에.안녕하세요
 대화명 변경 - 기쿠실연! -> 기쿠잠수(슬퍼서.)
S: 워워 잠수타서 술먹기 없기!
Pp.: 다들 좋은 시간되세요
려한: 다들 가네요
려한: 그럼 저도 가볼까요

